시니어 대상 사기범죄 유형

사기범죄에서 보호하는 법

노인학대 유형

가족과 친구에게 먼저
확인한다.



육체적



성적

 광고



경제적



감정적



복권추첨 사기
우편, 이메일, 전화로
추첨에 당첨됐다며
서비스 비용이나
세금 선납 요구
손주 사칭 사기
“할아버지, 할머니. 도
와주세요.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라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손
자나 손녀 행세를
로맨스 사기
하며 돈 요구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우정이나 사귀고 싶
다는 관심을 표현한 그외: 빚독촉,
후 재정적 도움 요구
자선단체, 국세청
등 사칭

전화는 끊는다.

 본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이 적힌 서류는 파기한
후 버린다.
 컴퓨터나

전화에 저장한 재정정보를

보호한다.





사기 신고 기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모르는

사람을 통해 송금하거나 선물카
드를 구입하지 않는다. 또 요금청구서
를 내지 않는다.

 서비스

수수료는 선불로 다 지불하지

않는다.
 로토





당첨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60세 이상 미국인

(2013년 전국노인학대센터보고서)
(2011년 뉴욕주 노인학대 유병율 연구)

연방통상위원회(FTC):
(877)382-4357 또는 www.ftc.gov
사기/신분도용 신고
인터넷범죄신고센터: www.ic3.gov
인터넷 사기 신고
소비자재정보호국: (855)411-2372
americans

평소와 다른
은행거래와 송금

주의할 점


전화번호를 “두낫콜 (Do Not Call)” 리스트에 등
록한다. 비즈니스나 수리업체 등에서 오는 사기
전화는 즉시 끊는다.
두낫콜 등록: (888) 382-1222



크레딧카드 사기나 거래 은행에 문제가 있다면
직접 은행에 전화해 담당자와 통화하거나, 크레
딧카드 뒷면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확인
해야 한다.

실제 사기 신고건수는

24건 중 1건 꼴

LA소비자국: (213)974-1452
www.dcba.lacounty.gov

www.consumerfinance.gov/older-

사기/학대 피해 증상

10명 중 1명꼴로 발생

자기무시
방치
다른 이들로부터 고립됨

진료 약속
불출석

학대나 재정적 착취를 당하는
피해자를 안다면
즉시 노인학대 신고 핫라인에
전화하십시오.

노인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이웃과 자신을
지키십시오!

가정 내에서의 노인 학대나
재정 착취 신고전화:
Adult Protective Services

성인 보호 서비스
(877) 477-3646

양로원, 너싱홈 등 사설기관의
학대나 착취 신고전화:
Long Term Care Ombudsman

롱텀케어 옴부즈맨 (800) 334-9473
시간 외 신고전화 (800) 231-4024
신고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7일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상하다면 신고하십시오.
크레딧 카드 사기는 반드시
거래 은행이나 카드회사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십시오.

사랑하는

LA시 노인국
221 N. Figueroa St., Ste. 500
Los Angeles, CA 90012
(800) 510-2020
(213) 482-7252
www.aging.lacity.org
이메일: age.webinfo@lacity.org
그외 사기범죄 관련 정보:
연방통상위원회
www.ftc.gov
사기범죄·신분도용·개인정보 및

컴퓨터 보호 관련 정보:
www.onguardonline.gov
연방장애인법(Title II)에 따라 로스앤젤레스시는 장애를
근거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고
령화법에 의해 자금이 지원됩니다. 이 브로셔 인쇄 비용
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긴급서비스사무소(연방법무부,
범죄피해자법, 2015-VA-GX-0058)가 지불했으며, 로
스 앤젤레스시 검찰청, 시의회 및 시장실의 지원과 협조
를 받아 가능했습니다.

Korean

